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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cavator is a construction machine that can perform various tasks such as trenching, piping, 

excavating, slope cutting, grading, and rock demolishing. In the 2010s, unmanned construction equipment using 

ICT technology was continuously developed. In this paper, the path design process was studied to implement the 

output data of the decision stage, and the path design algorithm was developed. For example, the output data of 

the decision stage were terrain data around the excavator, excavator mechanism information, excavator hydraulic 

information, the position and posture of the bucket at key points, the speed of the desired bucket path, and the 

required excavation volume. The result of the path design was the movement of the hydraulic cylinder, boom arm, 

bucket, and bucket edge. The core functions of the path design algorithm are the function of avoiding impact 

during the excavation process, the function to calculate the excavation depth that satisfies the required excavation 

volume, and the function that allows the bucket to pass through the main points of the excavation process while 

maintaining the speed of the desired path.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last function, the node 

tracking method expressed in the path design table was newly developed. The path design algorithm was verified 

as this path design satisfied the JCMAS H02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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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PEx, PEy) : center of excavator

ζY,Track : posture of excavator’s track

ζY,Cabin : posture of excavator’s cabin

(cB, cA, cD) : driving variable of hyd. cylinder

(θB, θA, θD) : moving variable of boom, arm and 

bucket

(xT, yT, θT) : dependent variable of bucket edge

vij : velocity between point i to Point 

1. 서 론

굴착기는 도랑(ditch) 공사, 트랜치(trench) 공사, 파

이프(pipe) 공사, 터파기 공사, 경사지(slope cutting) 

공사, 정지(grading) 공사, 암반 파괴 등 다양한 작업

이 가능한 건설기계이다. 건설 또는 건축시공 현장은 

작업 생산성 향상과 정밀시공 그리고 비숙련자 또는 

교통약자의 조작편의성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에 

이르러 ICT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건설기계가 지속적

으로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 토공은 크게 거시적 관점의 토공 작업경로

전략(task planning strategy)과 굴착작업의 버킷경로계

획(bucket path planning) 으로 구분된다.

Fig. 1과 같이 토공 작업경로전략1),2),3)은 거시적인 

스마트 토공전략으로서 지형특성을 중심으로 자율 

굴착기의 토공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토공사 작업

경로전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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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ask planning strategy for autonomous 

excavators

Fig. 2 Bucket path planning

Fig. 2과 같이 굴착작업의 버킷경로계획은 다소 미

시적인 스마트 토공전략으로서 굴착기의 성능특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주

행 또는 버킷의 작업경로를 수립하였다.

건설기계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체계

정의(감지(sensing)→인지(perception)→설계(planning)→

제어(control))(박인철4), S. Dadhich5))가 필연적이다.

굴착기의 작업경로를 설계할 때에 기본적으로 작

업장치의 기구학적 모델링이 필요하며, 에너지 전달

효율과 경로상의 통과지점 정의와 경로속도와 지형

의 형상 그리고 작업영역 등이 고려하여 경로설계를 

하며, 시뮬레이터와 실차시험 등으로 작업경로를 실

증하였다. 경로 설계의 영역은 굴착과정 영역과 굴착

→이송→배토→이송의 전주기 영역이 있다. 작업영역

의 정의로는 기구적 특성만을 고려한 Latin hypercube 

sampling에 의한 방식6)과 기구적 특성과 지형특성을 

고려한 Solid-state TOF(Time of Flight) Profilometer 방

식7)와 CLUB 토양 모델 방식8) 등이 제안되었다. 경로

속도를 정의할 때에는 유압특성,9),10), 즉 유압실린더

와 유압모터의 속도와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기구적으로 설계된 작업경로를 구현할 때에 

단지 기구적 경로 추종을 목적으로 굴착기의 동력학과 

유압의 수학모델과 PID(Proportional-Integral-derivative) 

컨트롤러 방식11), 임피던스(토양 특성, 유압 특성, 붐·

암·버킷 구조물 특성, 굴착부하 등)를 해소하여 경로

편차를 최소화하는 Extremum seeking control (ESC) 

방식12), 굴착부하 패턴(excavation forcing patterns), 머

신러싱 방식13) 그리고 Small Time-Delayed Neural 

Network (TDNN) 방식14)등이 있다.

작업경로를 실증하는 과정은 수치적 실증과 가상

시뮬레이터 실증 그리고 실차 실증으로 구분된다. 일

반적으로 수치적 실증과정과 기구적 모델링을 장착

한 가상시뮬레이터 실증15),16),17)은 실제 굴착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경로편차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구·유압 모델링을 장착한 가상시뮬레이터 

실증은 굴착기의 유압특성으로 인한 경로편차를 상

당히 규명할 수 있으며 실차시험 실증4)은 경로설계

의 강인성을 확인하고 경로편차를 확보할 수 있으나 

시험비용과 데이터 분석비용이 과도하게 요구된다.

굴착기의 기구와 유압해석을 실시간으로 해석하면

서 해석 정확도를 90%이상 확보하는 시뮬레이터18)는 

경로설계의 검증과 자동굴착기의 실증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결정단계의 출력데이터(굴착기 인근의 

맵기반 지형데이터, 굴착기 기구정보, 굴착기 유압정

보, 주요지점에서 버킷의 위치와 자세, 버킷경로의 

희망속도, 요구 굴토부피)를 구현하기 위한 경로설계

(유압 실린더와 붐(boom)과 암(arm) 그리고 버킷

(bucket)의 움직임 그리고 버킷 끝단의 움직임)를 연

구하였으며 경로 생성 알고리즘를 개발하였다.

굴착 경로 생성 알고리즘의 핵심 기능은  단위 굴

착과정에서 버킷경로의 속도가 가속→등속→감속 과

정을 거치도록 하여 굴착과정에서 충격 회피하는 기

능, 요구 굴토부피를 만족하는 굴토깊이를 계산하는 

기능, 그리고 버킷경로의 희망속도를 유지하면서 버

킷이 굴착과정의 주요지점을 통과하는 기능이다. 특

히 굴착과정의 주요지점을 통과하는 기능을 구현하

기 위해서 경로설계 테이블(path design table) 로 표

현되는 지점추적방식(node tracking method)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굴착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JCMAS H020

를 준수하는 굴착경로를 설계하였으며 가상현실

(virtual reality)기반 굴착기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하

여 경로설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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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unctional block diagram for automated driving & working

2. 지능형 건설기계의 제어체계

Fig. 3과 같이 건설기계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자동

화 체계 정의는 감지, 인지, 결정(decision), 설계 그리

고 제어로 구분된다. 

Fig. 4와 같이 지능형 건설기계에서 감지는 몇 가

지 주요 센서로 구성되며 대표적으로는 버킷의 상대 

작업위치를 제공하는 측위모듈(IMU, angle sensor, 

LVDT 등)과 건설기계의 절대위치와 자세를 제공하

는(WiFI base, GNSS)와 건설기계의 주변환경(지형, 

사람, 장비, 건물 등)을 감지하는 환경모듈(stereo 

vision camera, 라이더(lidar), 레이더(radar), 드론 등) 

그리고 유압상태를 감지하는 유압모듈(압력계, 유량

계 등)이 있다.

인지(perception)는  센서 데이터를 가져온 후 차량

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인식 단계로서 

감지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 즉 사물 인식(사람, 

구조물, 장비 등)과 지형 인식(filling, cutting, trench 

등)과 장비 작업현황 인식(작업 중, 정지 중, 주행 중 

등)을 추출한다.

결정(decision)은 차량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의사 결정 단계(긴급상황, 정상 작업상황, 정상 

주행상황 등)로서 실시간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실

행 계획을 생성하며 의사 결정 단계의 작업은 확률

적 프로세스(probabilistic process)와 마르코프 체인

(markov chains)을 포함할 수 있다.

Fig. 4 Key components for machine control on 

excavator, (Source: TRIMBLE)

설계(planning)은 결정을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주행

경로와 작업방식과 작업경로 등을 설계하는 단계이

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버킷의 경로설계가 있다.

박철민4)는 결정과 설계를 통합하여 경로설계시스

템(planning system)으로 설정한 후에 굴착기 정지위

치 결정(local task planning), 의사결정단계 결정

(decision making), 학습모델을 기반으로 지형에 따라 

실시간 굴착 궤적 설계(motion planning)으로 구분하

였다.

작동(action)은 경로설계(motion planning)을 추종하

도록 제어하는 단계로서 제어로직에서 측정된 센서 

데이터와 설계된 작업경로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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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운전자가 JCMAS H020 굴착경로를 설

정하였을 때에 결정단계의 출력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planning), 즉 굴착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굴착 경로를 출력한다. 

만일 운전자가 다양한 굴착작업 방식(터파기, 되메

우기(back filling), 도랑작업(trenching), 평탄작업

(ground leveling), 사면 정지작업(slope grading) 등) 가

운데 임의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굴착 경로 생성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굴착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3. 굴착기 운 시뮬 이터

Fig. 5는 20톤급 유압 굴착기의 운전시뮬레이터

(driving simulator)이다. 운전시뮬레이터의 입력단

으로는 조이스틱(joystick)과 경로설계테이블(path 

design table)가 있고 해석서버로는 기구해석용 서버

와 가상현실용 서버가 있으며 출력단으로는 모니터

가 있다.

Fig. 5 Driving simulator for excavator

조작방식으로는 운전자가 직접 조이스틱을 조작

하는 방식과 경로설계테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참고로 경로설계테이블은 다양한 경로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운전자의 조작능력을 배제

할 수 있으므로 굴착기 고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verification)하는데 이용된다.

4. JCMAS H020 기반 굴착과정

JCMAS H020에 명시된바와 같이 일반적인 터파기 

굴착과정은 굴착과정, 적재과정, 이송과정, 배토과정, 

이송과정의 5과정으로 구분되며 각 과정의 연결점은 

6점이다. Fig. 6와 7과 8 그리고 Table 1 에서와 같이 

각 과정에서 붐과 암 그리고 버킷의 거동조합과 부

하와 위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Point 1 Path Between Point 1 to Point 2

Point 2 Point 3

Fig. 6 Digging

Path Between Point 3 to Point 4 Path Between Point 3 to Point 4

Path Between Point 4 to Point 5 Point 5

Fig. 7 Translating and dumping

Fig. 8 Excavating process

Unit 
Path

Component

Digging
(P12)

Loading
(P23)

Transl-
ating
(P34)

Dumping
(P45)

Transl-
ating
(P56)

Boom Up Keep Free Free Free

Arm Cr Keep Free Dp Free

Bucket Keep Cr Keep Dp Keep

Swing Keep Keep Cw Keep Ccw

Table 4 Working characteristics at JCMAS H020

Pij: Path between Point i to Point j, 
Cr: Crowd, Dp: Dump, Tr: Translate
Keep: Same value as previous point

과정 1: 운전자가 주변환경(지형, 구조물 등)을 인

지한 후에 굴토 시작점을 결정

과정 2: 지점(point) 1에서 암(arm)과 버킷(bucket)이 

일직선인 상태에서 굴토 시작점에 버킷 끝단이 위치

과정 3: 굴토과정(digging, 지점 1에서 지점 2로 이

동)으로서 암(arm)과 버킷(bucket)이 일직선인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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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킷을 유지(keep)하고 굴토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

면서 암(arm)이 지면에 수직할 때(지점 2)까지 굴토

를 진행. 단 운전자는 적절한 굴토깊이를 결정함

과정 4: 버킷 적재과정(loading, 지점 2 to 지점 3)

으로서 붐과 암은 유지하고 버킷 오므림(bucket 

crowding, BkCr)을 수행함

과정 5: 운전자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배토 시작

점을 결정함

과정 6: 이송과정(translating, 지점 3에서 지점 4로 

이동)로서 버킷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붐(boom)과 암 

그리고 선회를 병행하여 배토 시작점으로 이동. 단 

배토 시작점에 따라 붐과 암의 움직임이 결정됨

과정 7: 운전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배토 종료

지점을 결정함

과정 8: 배토과정(dumping, 지점 4에서 지점 5로 

이동)으로서 암 펼침(arm dumping, AmDp) 그리고 버

킷 펼침(bucket dumping, BkDp)를 병행하면서 배토를 

수행함

과정 9: 이송과정(translating, 지점 5 to 지점 6)로서 

버킷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붐과 암 그리고 선회를 

병행하여 다음 굴토지점으로 이동. 단 다음 굴토지점

에 따라 붐과 암의 움직임이 결정됨

5. 결정단계의 출력데이터

Fig. 3과 같이 결정단계에서 추출된 출력데이터로

는 환경정보 (굴착기 주변 지형 정보), 굴착기 기계

정보 (굴착기 기구 정보와 굴착기 유압 정보), 굴착

기 작업정보(굴착기의 위치와 자세) 그리고 운전자의 

희망정보 (굴토 시작점과  적재 시작점 그리고 배토 

시작점과 같은 주요지점에서 버킷의 위치와 자세, 버

킷경로의 희망속도, 요구 굴토부피)가 있다. 

5.1 환경정보

환경정보는 굴착작업 현장의 지형데이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드론 또는 굴착기 장착 스캐너(Lidar, 

stereo vision camera 등)과 주변 차량 장착 스캐너를 

통하여 수집된다.

Fig. 9와 같이 최초 수집된 지형데이터는 불규칙적

으로 분포되어있다. 굴착기가 굴착작업을 할 때버킷

에 담기는 토사의 용량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려면 지

형데이터를 반영하여 굴착 깊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향후 자동 굴착기에서 굴착 깊이의 연산속도를 향상

Fig. 9 Cloud Of Terrain

시키기 위하여 불규칙적으로 분포된 지형데이터

(random point cloud of terrain)를 규칙적으로 분포된 

맵기반 지형데이터(map point cloud of terrain)로 변환

하여야 하겠다.

5.2 굴착기 기계정보

굴착기 기계정보로는 굴착기 기구 정보와 굴착기 

유압 정보가 있다.

굴착기 기구정보는 굴착기 상부작업장치의 기구특

성을 말하는데 Fig. 10과 같이 굴착기 상부작업장치

의 구조물로는 붐(boom), 암(arm), 버킷(bucket), 컨트

롤로드(control rod), 컨트롤링크(control link)로 구성되

며 구조물을 구동하는 유압실린더로는 붐을 작동시

키는 붐 실린더(boom cylinder), 암을 작동시키는 암

실린더(arm cylinder), 버킷을 작동시키는 버킷실린더

(bucket cylinder)가 있다.

상부작업장치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9개 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 

실린더 구동변수: cB, cA, cD

구조물 거동변수: θB, θA, θD

버킷끝단의 종속변수: xT, yT, θT

Fig. 10 Kinematics Of Exca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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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과 같이 붐과 암과 버킷으로 구성되는 상부

작업장치의 경우에 3자유도계이므로 3개의 구속방정

식을 입력하면 나머지 6개 변수를 확인할 수 있다.

3개의 구속방정식의 경우에 3개의 변수를 상수로 

구성하거나 2개의 변수를 상수로 1개의 수식으로 구

성할 수 있다.

굴착기 유압 정보는 버킷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

는 굴착기의 유압모듈의 특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굴착기의 유압펌프는 가변용량형 압력

보상 피스톤펌프(variable-displacement, pressure compensated 

piston pump)를 사용한다. Fig. 11과 같이 가변용량형 

압력보상 피스톤펌프의 대표적인 특성인 압력유량선

도를 보면 부하압력이 커질수록 펌프의 토출유량은 

감소하게 되어 유압실린더의 속도가 저하되고 결국 

버킷끝단의 속도가 저하된다. 

Fig. 11 P-Q Curve of Variable-Displacement, 

Pressure-Compensated Piston Pump

따라서 굴착과정에서 굴토과정과 적재과정은 지질 

특성과 굴토깊이에 따라 부하압력의 변동이 커지며 

결국 버킷끝단의 속도 변동이 매우 크고 속도한계가 

있다. 반면에 이송과정과 배토과정에서는 버킷에 적

재된 중량이 크지 않으므로 버킷끝단의 속도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역시 속도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 실차시험을 통하여 단위 굴착과정에

서 버킷끝단의 속도한계를 추출하였다. 

Fig. 12와 같이 유압실린더는 고유의 설계변수로서 

실린더 최대 행정거리(open length)와 최단 행정거리

(close length)와 피스톤 로드의 직경(DR) 그리고 실린

더 내경(DT)이 있다. 최단 행정거리와 최대 행정거리

는 상부작업장치의 움직임을 구속하며, 피스톤 로드

의 직경과 실린더 내경은 상부작업장치의 거동에 요

구되는 유압실린더의 유량을 결정한다.

Fig. 12 Hydraulic cylinder

5.3 굴착기 작업정보

Fig. 13과 같이 굴착기의 작업정보는 굴착기의 중

심위치(PEx, PEy)와 굴착기 트랙 자세(ζY,Track)와 운전실 

자세(ζY,Cabin) 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측위모듈(IMU)와 

절대위치와 자세를 제공하는 WiFI base 또는 GNSS 

로부터 측정된다.

Fig. 13 Position Of Excavator

5.4 운 자의 희망정보

Fig. 14와 같이 운전자의 희망정보는 굴토 시작점

과  적재 시작점 그리고 배토 시작점과 같은 주요지

점에서 버킷의 위치(xT, yT)와 자세(θT), 단위 굴착과

정에서 버킷 경로의 희망속도(vij), 그리고 요구 굴토

부피 또는 굴착 깊이 등이 있다.

Fig. 14 Excavating based on JCMAS H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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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로설계

6.1 경로설계 알고리즘

굴착기의 경로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는 환경정보와 

굴착기 기계정보와 굴착기 작업정보 그리고 운전자

의 희망정보가 있다.

Fig. 15와 같이 경로설계 알고리즘은 2단계로 구성

되며 

첫째단계는 환경정보와 굴착기 작업정보와 굴착기 

기구정보와 운전자의 희망정보를 이용하여 굴토깊이

와 경로설계 테이블(굴착과정의 연결점에서 버킷의 

자세)를 계산하고 

둘째단계는 굴토깊이와 경로설계 테이블과 굴착기 

유압정보를 이용하여 굴착기 상부작업장치의 구조물

(붐, 암, 버킷)의 움직임과 버킷 끝단의 움직임과 유

압실린더의 움직임과 요구 유량을 계산한다. 만일 계

산된 유압실린더의 요구유량이 굴착기의 유압특성 

한계 즉 유압펌프의 용량을 벗어날 때에는 버킷 경

로의 희망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의 경로설계는 주요경로의 속도를 포함하

는 지점추적방식(node tracking method)이다.

지점추적방식은 굴토과정→적재과정→이송과정

과 같이 주요경로를 분리한 후에 주요경로를 구분

하는 연결점을 설정하고, 주요경로에서 구조물의 

거동을 구속하거나 버킷 끝단의 경로속도를 설정

하고, 연결점에서 구조물과 유압 실린더와 버킷의 

움직임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지점추적방식은 경로

설계 테이블(path design table) 로 명확하게 표현되

었다.

Fig. 15 Path design algorithm

예를 들면 Fig. 14에서 제시한 JCMAS H020의 굴

착과정은 Table 2에서 주요지점에서 버킷의 위치와 

자세를 정의하였고 Table 3에서 버킷의 희망속도를 

제시하였다. 

지점 Pi에서 Any는 해당 지점에서 운전자가 임의

로 위치 값을 설정한다는 의미이고 Keep은 지점 Pi-1

과 지점 Pi의 구간에서 위치 값 또는 자세가 동일하

게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실린더 구동변수(cB, cA, cD)의 경우에 Any는 지점 

Pi에서 실린더의 행정거리이고 Keep은 지점 Pi-1과 지

점 Pi의 구간에서 실린더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다.

구조물 거동변수(θB, θA, θD)의 경우에 Any는 지

점 Pi에서 해당 구조물의 회전각이고 Keep은 지점 

Pi-1과 지점 Pi의 구간에서 해당 구조물의 자세가 유

지된다는 의미이다.

버킷끝단의 종속변수(xT, yT, θT)의 경우에 Any는 

지점 Pi에서 버킷 끝단의 위치나 회전각이고 Keep은 

지점 Pi-1과 지점 Pi 의 구간에서 버킷 끝단의 지점 또

는 회전각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굴토과정(P1→P2)에서 

암과 버킷이 서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θD = Keep,

굴토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므로 yT = Keep,

암이 지면에 수직하므로 θB+θA= -90°이다.

따라서 Table 1과 같이 굴토과정에서 암과 버킷이 

서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버킷은 고정되고 단지 붐과 

암 거동이 나타나게 된다.

Table 4 Path design table at main position Any: 

Any value inputted by operator, 

Point

Variable
P1 P2 P3 P4 P5 P6

cB

cA

cDθB Keep Keep
θA Keep
θD Any Keep Any Any
xT Any Any Any Any
yT Any Keep Any Any
θT Keep

Constraint 

eq.

θB+θA

= 

-90°

θB+θA

+θD=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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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th design table at main path Any: Any 

value inputted by operator

Unit 
Path

Digging
(P12)

Loading
(P23)

Transl
-ating
(P34)

Dumping
(P45)

Transl
-ating
(P56)

Bucket edge 
Speed Any Any Any Any Any

Fig. 16 Path Velocity Of Bucket Extreme

Fig. 17 Calculation of digging depth

경로설계 알고리즘의 부가기능으로서 단위 굴착과

정에서 붐과 암과 버킷의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는 

기능과 요구 굴토부피를 만족하는 굴토깊이를 계산

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는 기능은 Fig. 16과 같이 버

킷끝단의 속도변동에서 가속, 등속, 감속 과정을 구

현하였다. 

요구 굴토부피를 만족하는 굴토깊이를 계산하는 

기능은 Fig. 17와 같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굴착기 인근의 맵기반 지형데이터와 굴착기 위치

(PEx, PEy)와 굴착기 자세(ζY)로부터 굴토가능 지형데

이터를 추출 초기 굴토지점(xT,ini)에서 여러 개의 굴

토깊이로 굴토량을 계산 굴토깊이와 굴토량을 회귀

분석한 후에 단위 적재중량을 만족하는 굴토깊이를 

계산

6.2 굴토속도 한계

굴착과정에서 굴토과정과 적재과정에서 버킷끝단

의 속도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굴착시험을 수행하

였다. 굴토시험은 무부하에서 진행되었으며 거동조합

은 다음과 같다.

Position 
O
f 

Y
 (m

m
)

Position Of X (mm)

Time (sec)
P
ath Speed

(m
m
/sec)

D
is O

f Spool

(m
m
)

Fig. 18 Path speed at Boom up & Arm crowd

굴토과정은 Fig. 18과 같이 붐 올림과 암 오므림의 

복합모드로 진행되며 메인컨트롤밸브(main control 

valve, MCV)에서 붐 올림 스풀과 암 오므림 스풀이 

최대 행정 8.5mm에 이르렀을 때 버킷끝단의 최고속

도는 2,000mm/sec가 되었다.

적재과정은 Fig. 19와 같이 버킷 오므림(bucket 

crowd, BkCr)의 단독모드로 진행되며 메인컨트롤밸

브에서 버킷 오므림 스풀이 최대 행정 8.5mm에 이

르렀을 때 버킷끝단의 최고속도는 3,300mm/sec가 

되었다.

배토과정은 Fig. 20과 같이 암 펼침 와 버킷 펼침

의 복합모드로 진행되며 메인컨트롤밸브에서 암 펼

침 스풀과 버킷 펼침 스풀이 최대 행정 8.5mm에 이

르렀을 때 버킷끝단의 최고속도는 3,300mm/sec가 되

었다.

Time (sec)

Position 
O
f Y

 
(m

m
)

P
ath Speed

(m
m
/sec)

Position Of X 
(mm)

D
is O

f Spool

(m
m
)

Fig. 19 Path speed at Bucket cro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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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c)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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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ec)

Position Of X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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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

D
i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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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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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Path speed at Arm dump & Bucket dump

6.3 경로설계 검증

Fig. 13과 같은 환경정보(굴착기 인근의 맵기반 지

형데이터)에서 Table 4와 같은 굴착기 작업정보에서 

요구 굴토부피(mex)는 1.2 ㎥ 일 경우에 Fig. 14와 같

은 JCMAS H020의 굴착과정을 구현하는 경로설계를 

하고자 한다.

운전자의 희망정보로서 굴토 시작점과  적재 시작

점과 배토 시작점과 종료점과 같은 주요지점에서 버

킷의 위치와 자세, 단위 굴착과정에서 버킷 경로의 

희망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6 Working information of excavation

Position (mm)
Posture Of 

Track 
Posture Of 

Cabin

PEx (mm) PEy (mm) ζY,Track (Deg.) ζY,Cabin (Deg.)

10,291 -3,774 120 152

굴토 시작점(P1)에서 버킷 끝단의 좌표를 각각 

xT=9,500mm와 yT=0mm 으로 지정하였고 암과 버킷이 

일직선이므로 버킷의 회전각( )는 0°로 지정하였다.

적재 시작점(P2)에서 암과 버킷이 일직선인 상태에

서 암이 지면에 수직하므로 버킷의 자세는 θB+θA= 

-90° 로 정의하였다.

이송 시작점(P3)에서 버킷 만 90° 회전하므로 버킷

의 자세는 θB= -90° 로 정의하였다.

배토 시작점(P4)에서 버킷 끝단의 좌표를 각각 

xT=5,200mm와 yT=2,000mm 으로 지정하였다.

이송 시작점(P5)에서 버킷 끝단의 좌표를  yT=900 

mm 으로 지정하였다.

굴토과정에서 버킷 끝단의 희망속도를 700mm/sec 

으로 설정하였다. 이때에 Fig. 15에서 나타난바와 같

이 굴토과정의 버킷끝단의 최고속도는 2,000mm/sec 

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작업 불확실성(유압시스템의 

성능편차, 작업자의 운전기능 편차, 측정센서의 계측

편차 등)을 고려하여 안전계수 3 으로 설정하였다.

적재과정에서 버킷 끝단의 희망속도를 1,100mm/sec 

으로 설정하였다. 이때에 Fig. 16에서 나타난바와 같

이 굴토과정의 버킷끝단의 최고속도는 3,000mm/sec 

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안전계수 3 으로 설정하였다.

이송과정에서 버킷 개구부가 수평유지하고 선회(0° 

회전)하는데 버킷 끝단의 희망속도를 1,000mm/sec 으

로 설정하였다. 

배토과정에서 버킷 끝단의 희망속도를 1,500mm/sec 

으로 설정하였다. 이 때에 Fig. 17에서 나타난바와 같

이 굴토과정의 버킷끝단의 최고속도는 3,000mm/sec 

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안전계수 3 으로 설정하였다.

이송과정에서 선회, 붐 및 암을 조작해서 시작 자세

로 복구하는데 버킷 끝단의 희망속도를 1,400mm/sec 

으로 설정하였다. 

환경정보와 굴착기 기계정보와 굴착기 작업정보 

그리고 운전자의 희망정보를 경로설계 알고리즘의 

첫째단계에 입력하면 굴토깊이 –300mm가 연산되고 

Table 5 와 6 과 같이 굴착기 주요경로의 경로설계 

테이블이 완성되었다. 

굴토깊이와 경로설계테이블을 경로설계 알고리즘

의 둘째단계에 입력하면 Fig. 21와 Table 7과 같이 유

압 실린더의 거동(cB, cA, cD)과 구조물의 거동(θB, θ

A, θD)과 버킷끝단의 거동(xT, yT, θT)이 연산되었다. 

단위 굴착과정의 연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굴토과정: 굴토과정은 약 5.9초가 소요되었으며, 

붐의 회전각은 증가하면서 암의 회전각은 감소되었

고 버킷의 회전각은 유지되었으므로 붐 올림과 암 

오므림의 복합모드로 진행되었고, 유압실린더의 최대

속도는 붐 130mm/sec, 암 260mm/sec 이고 최대 인입

유량은 붐 170lpm, 암 230lpm이며 최대 복합 인입유

량은 400lpm이었다. 버킷끝단의 속도변동은 가속, 등

속, 감속 과정을 충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에서 

최대 복합 인입유량은 메인컨트롤밸브에서 토출되어 

붐과 암 실린더에 동시 공급되는 유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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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ath design table at main position

Point

Variable
P1 P2 P3 P4 P5 P6

cB (mm)

cA (mm)

cD (mm)

θB (deg.) Keep Keep

θA (deg.) Keep

θD (deg.) 0 Keep -90 0

xT (mm) 9,500 5,200 9,500

yT (mm) 0 -300 2,000 900 0

θT (deg.) Keep

Constraint 

eq.

θB+θA

=-90°

θB+θA

+θD= 

-90°

Table 8 Path design table at main path

Unit 
Path

Digging
(P12)

Loading
(P23)

Transl-
ating
(P34)

Dumping
(P45)

Transl- 
ating
(P56)

Bucket edge 
Speed

(mm/sec)
700 1,100 1,000 1,500 1,400

Table 9 Kinematic result of path design

Operating 
Process

Motion 
Combinati

on

Max. Speed 
Of Bucket 

Edge
(mm/sec)

Hyd. Cylinder

Max. 
Speed 

(mm/sec)

Max. Inlet 
Flowrate 

(lpm)

Digging
BmUp:
AmCr

700
(Bm)130
(Am)260

(Bm)170
(Am)230

Loading BkCr 1,100 (Bk)350 (Bk)260

Transla
-ting

BmUp:
AmDp:
BkCr

1,000
(Bm)100
(Am)200
(Bk)70

(Bm)130
(Am)80
(Bk)50

Dumping

AmDp:
BkDp→
AmCr:
BkDp

1,500
(Am)200
(Bk)-550

(Am)180
(Bk)220

Transla
-ting

BmDn:
AmDp:
BkDp

1,400
(Bm)260
(Am)460
(Bk)60

(Bm)170
(Am)200
(Bk)25

Motion Of Bucket Edge

Fig. 21 Kinematic Result Of Path Design

적재과정: 적재과정은 약 2.8초가 소요되었으며, 

붐의 회전각과 암의 회전각은 유지되었고 버킷의 회

전각은 감소되었으므로 버킷 오므림의 단독모드로 

진행되었고, 붐 실린더의 최대속도는 350mm/sec이고 

최대 인입유량는 260lpm 이었다. 다만 Fig. 15에서 제

시한 버킷끝단의 속도변동과 Fig. 21에서 연산된 속

도변동을 비교할 때 가·감속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

지 않고 감속 후 가속이 진행되어 구조물의 울렁거

림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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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과정: 이송과정은 약 1.5초가 소요되었으며, 

붐의 회전각과 암의 회전각은 증가하면서 버킷의 회

전각은 감소하므로 붐 올림과 암 펼침 그리고 버킷 

오므림의 복합모드로 진행되었고, 유압실린더의 최대

속도는 붐 100mm/sec, 암 200mm/sec, 버킷 70mm/sec 

이고 최대 인입유량은 붐 130lpm, 암 80lpm, 버킷 

50lpm이며 최대 복합 인입유량은 245lpm이다. 참고

로 Table 5에서 이송과정(P3→P4)에서는 θT = Keep 로 

설정되었으므로 암 펼침과 버킷 오므림이 동시에 진

행되었다. 다만 버킷끝단의 속도변동이 적재과정과 

동일하게 가·감속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감

속 후 가속이 진행되고 있다.

배토과정: 배토과정은 약 2.5초가 소요되며, 붐의 

회전각은 유지되면서 암의 회전각은 증가와 감소를 

거치고 버킷의 회전각은 증가하므로 암은 펼침과 오

므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버킷 펼침의 복합모드로 

진행되었고, 유압실린더의 최대속도는 붐 100mm/sec,  

유압실린더의 최대속도는 암 200mm/sec, 버킷 

550mm/sec 이고 최대 인입유량은 암 180lpm, 버킷 

220lpm이며 최대 복합 인입유량은 400lpm이다. 다만 

버킷끝단의 속도변동이 적재과정과 동일하게 가·감속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감속 후 가속이 진

행되고 있다.

이송과정: 이송과정은 약 2.2초가 소요되며 , 붐의 

회전각은 감소하면서 암과 버킷의 회전각은 증가하

므로 붐 내림과 암 펼침 그리고 버킷 펼침의 복합모

드로 진행되었고, 유압실린더의 최대속도는 붐 

260mm/sec, 암 460mm/sec, 버킷 60mm/sec 이고 최대 

인입유량은 붐 170lpm, 암 200lpm, 버킷 25lpm이며 

최대 복합 인입유량은 388lpm이다. 다만 버킷끝단의 

속도변동이 적재과정과 동일하게 가속과정이 매끄럽

게 진행되지 않고 감속 후 가속이 진행되고 있다.

JCMAS H020 기반 최종 경로설계 결과를 보면 작

업시간은 약 14.9초가 소요되며 최대 복합 인입유량

은 400lpm으로서 유압펌프의 정력유량 444lpm 이내

에 있어 최종 경로설계는 실제 장비에서 구현 가능

하다고 확인되었다.

굴착기 운전시뮬레이터에서는 유압 실린더의 거동

(cB, cA, cD)을 입력하여 구조물의 거동과 버킷끝단의 

거동을 연산하였다. 다만 굴착기 운전시뮬레이터의 

기구해석용 서버에서 연산된 구조물과 버킷 끝단의 

거동과 Fig. 21에서 제시된 거동과 동일하므로 굴착

기 운전시뮬레이터의 연산결과를 생략하였고 거동과

정은 Fig. 22와 같다.

Fig. 22 Simulation Of Path Design On Driving 

simulator

7. 결 론

자동 굴착기(Excavator Based On Machine Control)

의 자동화 체계는 감지(sensing), 인지(perception), 결

정(decision), 설계(planning) 그리고 작동(Control)로 구

분된다. 

본 논문은  결정단계의 출력데이터를 구현하는 경

로 설계단계를 연구하였으며 굴착 경로 생성 알고리

즘을 개발하였다.

결정단계의 출력데이터는 환경정보(굴착기 인근의 

맵기반 지형데이터)와 굴착기 기계정보(굴착기 기구

정보, 굴착기 유압정보)와 운전자의 희망정보 (주요

지점에서 버킷의 위치와 자세, 버킷경로의 희망속도, 

요구 굴토부피)이다.

경로 설계단계에서는 단위 굴착과정에서 버킷경로

의 속도가 가속→등속→감속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굴착과정에서 충격 회피하고, 요구 굴토부피를 만족

하는 굴토깊이를 계산하고, 그리고 지점추적방식

(node tracking method)을 개발하여 버킷경로의 희망

속도를 유지하면서 굴착과정의 주요지점을 통과하는 

경로설계(유압 실린더와 구조물의 움직임과 버킷 끝

단의 움직임)를 구현하였다.

다만 적재과정과 이송과정 그리고 배토과정에서 

버킷끝단의 가속, 등속, 감속 과정이 매끄럽지 못

하며 경로설계 알고리즘의 개선이 필요하며, 무부

하 상태의 굴토시험으로 버킷 끝단의 최고속도 설

정에서 안전계수를 고려하였으나 추후에 다양한 

부하조건에서 유사경로를 갖는 굴토시험을 수행하

여 현실적인 버킷 끝단의 최고속도를 탐색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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